<요약서>
발표주제

펠티에 소자와 사각뿔대 날개를 이용한
열풍구에서의 발전 효율 증대 방안 및 최적의 날개 형태

팀명

날개

Ⅰ. 탐구 동기 및 목적
현재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에서 반 이상의 에너지가 열로 유실된다. 폐열을 에너지로 바꾸
는 방법을 찾아보던 중 펠티에 소자를 이용해 체온으로 불을 밝힐 수 있게 한 구글 경시대
회 작품을 보고, 펠티에 소자가 폐열 발전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. 고온의 기
체를 이용해 펠티에 소자로 효율적인 발전을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여 열을 차단할 수 있
는 ‘날개’ 구조물을 떠올렸고, 이를 제작한 뒤 어떤 형태의 날개가 이상적인지 탐구하였다.
Ⅱ. 이론적 배경
서로 다른 금속선 두 개를 연결한 열전쌍의 양쪽 끝 온도를 다르게 하면 고온부의 전자가
전도띠로 이동하고 확산되어 전류가 흐르게 됨(제벡 효과). 펠티에 소자는 P형·N형 반도체를
직렬 연결해 열전쌍 역할을 하게 만든 발전 장치임. 대부분 고온의 고체에 부착하고 히트 싱
크를 달아 발전을 하는데, 고온의 기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열전도 때문에 히트 싱크가 온전
히 역할을 할 수 없음. 따라서 열풍을 막을 수 있는 사각뿔대 형태의 날개를 제작함.
Ⅲ. 사전 실험
여러 각도의 날개를 제작함(날개의 표면적을 통일). 열원으로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했는데,
온도·풍속 측정 결과 일정하여 신뢰 가능. 펠티에 소자의 발전량 역시 한 개의 소자만을 사
용했을 때에는 일정하게 나타났고, 열풍을 쏘이기 시작하고 3분 뒤 발전량을 최종적인 발전
량으로 간주할 수 있었음.
Ⅳ. 본 실험
열원에서 15㎝, 20㎝ 거리에 각각 0˚~180˚ 각도의 날개를 부착해 최종 전류와 과열 정도(헤
어드라이어 주변의 온도)를 측정함. 측정 결과, 30˚와 170˚ 날개에서 발전된 전류량이 높아
짐. 30˚ 에 가까워질수록 뒷면의 열방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,
170˚ 부근에선 앞면으로 반사되는 열이 많아져 전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. 하지만,
170˚ 부근에선 열이 직접적으로 소자의 앞면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과열정도가 가장 심함. 한
편 기존 발전 방법에서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히트싱크의 유무에 따른 전류 발생량을 측
정한 결과 날개만으로는 히트 싱크만큼의 최종전류를 내지 못했으나 히트싱크와 날개를 같이
이용했을 때, 히트싱크만을 이용한 방법의 2배 이상의 전류가 발생함.
Ⅴ. 결론 및 제언
동일한 양의 재료로 사각뿔대 형태의 날개를 만들어 펠티에 소자에 부착할 경우 30˚나 170˚
각도의 날개가 발전하기 적합함. 다만, 170˚ 날개를 사용할 경우 과열의 위험이 있음. 또한,
히트싱크만을 이용해 발전하는 것보다 날개를 함께 사용하면 2배 이상의 전류를 생산할 수
있음. 하지만, 각도와 거리가 세분화되지 않아 이 실험 결과로는 풍속이나 온도에 따를 사각
뿔대의 최적 각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.

